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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절치관의 해부학적 특징 및  

교정 치료에 따른 전치 치근과의 위치관계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지도교수: 정 주 령>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유지희 

 

돌출이나 과도한 상악 전치 노출의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댱량의 

전치부 후방 견인 및 압하가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골격성 

고정원(Temporary anchorage device, TADs)의 사용으로 상악 전치의 견인 및 

압하의 범주가 크게 증가되고, 3차원 영상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까지 

간과되던 주변 조직의 해부학적 특징이나 치아 이동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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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절치관은 상악 중절치에 매우 근접한 

구조물로 치아이동에 따른 치근의 절치관 접촉이나 침입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치근 흡수의 리스크가 일부 임상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교합자의 

절치관의 형태나 치아이동에 따른 치근과 절치관의 변화 양상이나 리모델링 

여부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교정 전 후 상악 절치 

절단첨(tip) 이동량이 2mm 이하인 대조군 32명(남자 11명, 여자 21명, 평균연령 

25.9세), 4mm 이상인 견인군 35명 (남자 9명, 여자 26명, 평균연령 26.2세)의 

초진(Pre-Tx.) 및 말진(Post-Tx.) CBCT 영상을 이용하여 절치관의 해부학적 

특징과 교정 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변화 및 리모델링 여부, 상악 전치와의 위치 

관계와 치근흡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절치관의 형태는 cylindrical, 절치관의 방향은 slanted-straight 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교정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형태 변화는 대조

군과 견인군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나, 절치관의 방향은 견인군 

35명 중 4명에서 slanted-straight에서 slanted-curved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2. 치료 전 절치관의 크기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약4.4-4.5mm (L1 

level, 상악 중절치의 순측 CEJ 에서 2mm 상방)과 4.0-4.1mm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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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상악 중절치의 CEJ에서 4mm 상방)로 유사하였다. 치료 후의 

절치관의 크기는 대조군은 치료 전과 유사한 반면 (p>0.05), 견인군

은 L1 level에서 감소하였다 (p<0.05). 

 

3. 치료 전 절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치밀골의 두께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균일하게 약 1.3mm 였다. 하지만 치료 후 두 군 모두 

치아와 근접한 부위의 치밀골의 두께는 감소하였으며 (p<0.05), 

대조군에 비해 견인군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 (p <0.001). 

 

4. 치료전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유사하게 약 1.4-1.5mm (L1 level), 약 1.8mm (L2 level) 였다. 치료 

후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는 대조군과 견인군 모두에서 

치료전에 비해 치료 후에 감소하였으며 (p<0.05), 대조군에 비해 

견인군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 (p<.0001). 

 

5. 치료 후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의 위치 관계에 따라 치근-절치관 이개, 

근접, 접촉 및 침입으로 분류하였고, 대조군의 32명 중 5명(15.6%) 

견인군의 35명 중 23명(65.7%)의 환자에서 절치관의 접촉 또는 침입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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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 후 상악 중절치의 치근흡수량은 대조군에서 1.1±0.75mm, 견

인군은 2.3±1.40mm 로 대조군에 비해 견인군에서 유의하게 컸다 

(p<0.001). 치근흡수량은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관계가 

이개, 근접, 접촉, 침입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핵심이 되는 말: 상악중절치, 절치관, 후방이동, 치근흡수, CBCT, 절치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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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악 전치의 최종적인 위치 및 미소 시의 노출도는 안정적인 교합 형

성 및 안모 심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교정 진단 및 치료 시의 기준이 

된다. (Proffit and White 1990; Chung, Choi, and Kim 2015; Sarver 2004; 

Seben et al. 2013; Silberberg, Goldstein, and Smidt 2009) 특히 과도하게 

상악 전치가 돌출/ 노출되거나 입술부전(lip incompetency)이 동반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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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의 경우, 상악 전치부의 후방 견인 및 압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상

적인 교합을 형성할 뿐 아니라 기능 및 심미성을 개선할 수 있다.(Proffit 

and White 1990; Leonardi et al. 2010)  

일반적으로 교정적 치아 이동은 치조골, 치은을 포함하는 치주조직 

복합체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되며, 치주조직 복합체는 교정적 치아 

이동과 함께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교정치료 중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 알려져 있다.(Otis, Hong, and Tuncay 2004; Wennstrom et al. 1987) 하지

만 전치부의 전후방적인 이동이 과도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근이 

구개측 또는 협측 피골판에 접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조골의 수직 레벨 

감소와 같은 치주적인 문제(Domingo-Clerigues et al. 2019)와 더불어 치근흡

수가 발생할 수 있다.(Deng, Sun, and Xu 2018; Horiuchi, Hotokezaka, and 

Kobayashi 1998; Weltman et al. 2010) 

치근 흡수는 나이, 유전, 치아 형태와 같은 개체 요인 뿐 아니라, 치

근단이 이동한 거리, 치료 기간과 압하력과 같은 치료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전후방적, 수직 이동양이 많이 동반되는 상악 중절치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

다.(Linge and Linge 1991; Linge and Linge 1983; Ketcham 1929; Sameshima 

and Asgarifar 2001; Kim et al. 2018) 최근에는 다양한 3차원 분석을 통해 

치아 이동에 따른 치근과 협설측 피질골판의 접촉 뿐 아니라, 중절치 치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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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절치관(Incisive canal, IC)과 치근 접촉(contact) 또는 침입

(invasion)이 치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Chung, Choi, 

and Kim 2015; Cho et al. 2016; Pan and Chen 2018)  

절치관은 비구개혈관과 신경(nasopalatine vessels and nerve), 삼차

신경(trigeminal nerve) 그리고 상악동맥의 분지(branches of the maxillary 

artery)가 비강과 구강을 관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조물로, 구개측 피질

골보다 중절치 치근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Cho et al. 2016; Matsumura et 

al. 2017) 흥미롭게도 절치관은 치밀골로 둘러쌓여 있어 생리적인 리모델링이 

관찰되기도 하며,(Mardinger et al. 2008) 전치부 발치 등과 같은 인접 조직

의 변화로 인해 그 위치가 변화되거나(Mardinger et al. 2008; Asaumi et al. 

2010) 노화에 따라 그 부피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된다.(Costa et al. 

2019)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하악관 또한 치아 이동에 따른 위치 변화 

및 리모델링이 보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Bonetti et al. 2007; 

Alessandri Bonetti, Incerti Parenti, and Checchi 2008) 치아 이동에 따른 

절치관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현재 부정교합자의 교정 치료에 

의한 절치관의 리모델링 여부나 이에 따른 치근 흡수와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는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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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교합자에서의 절치관의 해부학적 특징과 

교정 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변화 및 리모델링 여부, 상악 전치와의 위치 관계

의 변화를 추적하고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의 치근흡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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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11-2017년 사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

과에 내원한 성인 환자 (치료 전 나이 만 18세 이상) 중 골격성 I급 또는 II

급 부정교합(0°< ANB < 7.0°)으로 진단되어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를 시행한 자 중, 치료 전(Pre-Tx.)과 치료 후(Post-Tx.) 의 병력 기록, 

측모두부규격 방사선사진 및 CBCT 가 존재하며, 안면비대칭이 없는 자(Menton 

deviation to facial midline < 2mm) 중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총 67명(대

조군 32명, 후방견인군 35명) 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IRB 승인(CRNo: 3-2018-0346)을 받았다.  

먼저 대조군 (32명, 남자 11명, 여자 21명, 평균연령 25.9세)의 경우, 

상순의 돌출감이 경미하여(Upper lip to E line < 1.0mm), 상악소구치의 발치 

없이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전후의 CBCT 두개저 중첩을 통해 상악 전치 

절단첨(incisor tip)의 전후방 이동량이 2mm이하인 자로 설정하였다. 후방견

인군 (35명, 남자 9명, 여자 26명, 평균연령 26.2세)의 경우, 상순의 돌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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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lip to E line > 1.0mm) 이 관찰되어 상악의 양측 소구치를 발치 후,  

치료 전후의 CBCT 를 이용한 전두개저 중첩을 시행하여 상악전치 절단첨

(incisor tip)의 후방이동량이 4mm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Baek et al. 

2018; Nada et al. 2011) 대상자의 치료 전 및 치료에 따른 기본 정보 및 치

료 전후의 두부규격방사선 사진의 조건은 표 1,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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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orizontal tooth movement, the amount of maxillary incisor tip movement after treatment;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between control group and retraction group; SD, standard deviation. 

 

  

Control (N=32) Retraction Group (N=35) Comparison  

 (Mean±SD) (Mean±SD) (p-value‡) 

Age(Year) 25.9±5.85  26.2±8.34  0.8492 

Gender  

0.5896 

  Male 11(34.4%)  9(25.7%) 

  Female 21(65.6%)  26(74.3%) 

  Total 32(100%)  35(100%) 

Horizontal tooth movement(mm) -1.0±1.10  -6.9±1.50 <.0001 

Treatment duration(month) 21.0±8.37 32.8±7.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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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phalometric analysis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Control (N=32) Retraction Group (N=35) Comparison  

(Mean±SD) (Mean±SD) (p-value‡) 

Pre-Tx. Post-Tx. p-value† Pre-Tx. Post-Tx. p-value†   

SNA(°) 80.8±3.41  79.8±3.07 0.0215  82.4±3.25 81.1±3.24 0.0131  0.6536  

SNB(°) 78.6±4.03  77.8±3.44 0.0331  79.1±4.09  77.5±3.53 0.0022  0.2436  

ANB(°) 2.2±1.70  2.0±2.25 0.3683  3.4±2.28 3.6±2.02 0.4409  0.2354  

U1 to SN(°)  103.4±5.21  104.5±6.66 0.2811  109.4±7.80  99.0±5.57 <.0001 <.0001 

IMPA(°) 92.7±7.61 90.8±8.19 0.0800  97.4±5.56 87.4±6.96 <.0001 <.0001 

Upper lip E-line(mm)  -1.0±1.25  -1.0±1.50 0.8377  1.7±1.50  -1.1±1.62 <.0001 <.0001 

Lower lip E-line(mm)  0.3±1.20  -0.0±1.64 0.1767  4.0±1.99  -0.6±1.72 <.0001 <.0001 

p-value†, Paired t-test between Pre-Tx. and Post-Tx.;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comparing changes between Pre-Tx. and Post-Tx ( Post.-Pre.) between control and retraction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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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CT 촬영 및 영상 분석 기준면 

 

  교정치료 전과 치료 후 CBCT 영상은 Pax Zenith 3D (Va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촬영되었다. 각 스캔은 24초 동안 105 kV 와 5.4 mAs 의 

exposure parameter, 0.3mm의 voxel size와 24 x 19cm FOV(field of view) 로 

얼굴, 악골 그리고 두개저 전체를 둘러싸는 632개의 이미지를 캡쳐하였다.  

CBCT 촬영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DICOM) 파일로 저장 후, 3차원 영상분석 프로그램인 OnDemand 3D 

software (Cybermed Co., Seoul, Kore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Natural head 

position을 재현 하기 위하여 영상을 Nasion, 양쪽 Orbitale, 우측 Porion을 

기준으로 reorientation 진행하였다.(Hwang et al. 2014; Kim et al. 2016; 

Weissheimer et al. 2015)  

 

3. 계측방법 및 계측점  

 

가. 절치관의 형태, 방향 분류 및 치료 전후의 변화 비교  

 

절치관의 형태(IC Shape, ICS)와 방향(IC Direction, ICD)은 ANS와 

PNS를 지나면서 FH plane에 수직이고 절치관의 시상면이 나타나는 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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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절치관의 형태는 funnel-like, cylindrical, hourglass-like 

그리고 banana-like 형태로 분류하였다(그림 1). (Fernandez-Alonso et al. 

2015; Mardinger et al. 2008) 

 

 

Figure 1. Shapes of incisive canal in sagittal slice. a Funnel-like. b 

Cylindrical. c Hourglass-like. d Banana-like  

 

절치관의 방향은 구개평면에 대해 절치관의 주행각도가 10°이내인 

경우를 vertical-straight로 10°이상인 경우를 slanted-straight로 구분 후 

절치관의 구개와 비강측 입구의 형태학적 곡선커브 유무에 따라 vertical-

straight, vertical-curved, slanted-straight 그리고 slanted-curved 로 

분류하였다(그림 2). (Fernandez-Alonso et al. 2015; Song et al. 2009) 

또한 교정 치료 후(Post-Tx.) 의 CBCT 를 이용하여 절치관의 형태 및 

방향을 동일하게 분류 후 치료 전후 변화가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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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rection-course of incisive canal in sagittal slice. Vertical-

straight, Vertical-curved, Slanted-straight, Slanted-curved (Song et al. 

2009)에서 인용함 

 

나. 절치관의 크기, 피질골의 두께,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 및 

치료 전후의 변화비교 

 

절치관의 크기(IC width, ICW)와 치밀골의 두께(cortical bone 

thickness, CBT) 및 좌우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Root-IC distance, R-IC)는 

FH plane에 수직이면서 ANS와 PNS를 지나는 시상면상에서 두 개의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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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L1, 치료 전 상악 중절치의 순측 CEJ 에서 2mm 상방; L2, 치료 전 상악 

중절치의 CEJ에서 4mm 상방)에 해당되는 장축면 영상에서 계측하였다(그림3).  

   절치관의 크기(ICW)는 주변과 명확히 구분되는 방사선투과성인 

절치관의 중앙(IC-cen.)에서의 최측방점(IC-R, IC-L) 간의 거리로 측정하였다. 

절치관 치밀골의 두께는 좌우 중절치 치근의 중앙점(R-cen.)과 절치관의 

중앙점(IC-cen.)에 선을 연결 후, 선상에서 명확하게 방사선불투과상으로 

구분되는 치밀골의 두께의 좌우평균값(CBT) 과 절치관의 중앙(IC-cen.)을 

지나는 정중시상면상의 치밀골의 두께(CBT-mid)를 측정하였다.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와 절치관 사이의 거리(R-IC)는 치근의 중앙점(R-cen.)과 절치관의 

중앙점(IC-cen.)을 연결 후, 선상에서 만나는 중절치 치근의 경계(U1L)와 

절치관 치밀골의 외경계(ICL)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고 좌 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그림 4) (Cho et al. 2016; Matsumura et al. 2017; Pan and 

Chen 2018)  

치료 후(Post-Tx.)의 경우, 교정 전후 CBCT 영상을 전두개저를 

기준으로 중첩하여 (Nada et al. 2011; Shahen et al. 2018; Weissheimer et 

al. 2015) 치료 전(Pre-Tx.) L1과 L2과 같은 수직 평면에서 계측을 

시행하였으며 치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치료 후 일부에서는 치근이 

절치관과 접촉하거나 절치관 강안까지 침입한 경우가 관찰되었으며, 이때는 

치밀골의 외경계 (ICL)와 치근의 경계가 맞닿은 경우를 0으로 기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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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이 치밀골이나 절치관까지 침입한 거리를 (-)수치로 기록하였다. 

절치관을 둘러싼 치밀골의 두께는 접촉시에는 남은 치밀골의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치밀골과 절치 강안이 맞닿은 경우는 0, 치근이 절치관 강내로 

침입한 경우는 (-)수치로 측정하였다. 

 

다. 교정 치료 전 후 절치관과 치근의 위치 관계의 변화 및 분류: 

이개(Separation), 근접(Approximation), 접촉(Contact)과 침입(Invasion)  

 

치료 전후의 치근과 절치관의 위치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치료 전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Pre-Tx. R-IC)에 비해 

치료 후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Post-Tx. R-IC)가 커진 경우는 

치근-절치관 이개(separation), 작아진 경우는 치근-절치관 근접(approximation), 

절치관과 치근이 접촉했지만 치밀골의 일부 연속성이 남아 있는 경우는 치근-

절치관 접촉(contact), 치밀골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절치관 강내 치근이 

포함된 경우는 치근-절치관 침입(invasion)으로 정의하였다.(그림 5) 좌우측 

중절치의 이개, 근접, 접촉, 칩입의 분류가 다른 경우는 둘 중 더 절치관에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L1과 L2 level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L1과 L2의 (Post-Tx. R-IC) 결과 중 가장 가까워진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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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wo vertical levels for measurements in the sagittal plane 

 

 

Figure 4. Landmarks and measurements on the representative axial cross-

sectional image at the L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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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mples of contact and invasion of central incisor roots to 

the incisive canal after treatment. (A) Arrow, contact of the left 

central incisor and incisive canal. (B) Arrow, invasion of right central 

incisor into the incisive canal. 

 

라. 치료 전 후 상악 중절치 치아 길이 및 치근흡수량 비교 

 

ANS와 PNS를 지나면서 FH plane에 수직이면서 좌우 중철치 시상면이 

나타나는 평면에서 좌우 중절치의 중간 절단첨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를 치아 

장축을 따라 계측하였다. 개별 치아의 치료 전과 후의 길이의 차이( Pre-Tx. 

–Post-Tx.)를 치근 흡수량으로 정의하였다. 대조군과 견인군의 치근 흡수량을 

비교 하였으며 또한 L1과 L2 level에서 이개, 근접, 접촉 그리고 칩입 그룹에 

따른 치근흡수량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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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측정결과와 오차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20명의 환자를 

추출하여 2주 간격으로 재측정하였다. 신뢰성에 관한 평가를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을 실시하였으며, 각 계측치에 대한 

ICC의 범위는 0.761에서 1.00 (p<0.001) 사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대조군과 견인군 사이의 linear measurement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과 견인군 각 군내의 치료 전 후 

측모두부규격 방사선 사진 계측치, 절치관 넓이, 치밀골 두께,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의 거리 차이, 절치관에 이개, 근접, 접촉 및 침입의 비율 및 

치근흡수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군의 절치관 

형태와 방향의 비교와 치료 후 절치관과 상악중절치 간 거리에 따른 분류는 

chi-square test(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이개, 근접, 접촉 및 

침입 그룹간 치근흡수량 비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statistics 

(Version 24, SPSS Institute, Chicago, IL, USA)와 SAS(Version 9.3,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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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절치관의 형태(ICS) (표 3) 및 방향(ICD) (표4) 

 

절치관의 형태(ICS)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funnel-like, 

cylindrical, hourglass-like, banana-like type이 각각 2명(6.3%)과 

9명(25.7%), 22명(68.8%)과 19명(59.4%), 7명(21.9%)과 4명(11.4%), 

1명(3.1%)과 3명(8.6%)으로 두군 모두 cylindrical type 이 가장 많았다. 

교정 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형태 분류의 변화는 두군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p>0.05). (표3) 

치료 전 절치관의 방향(ICD)은 대조군과 견인군 모두 slanted-

straight이 각각 22명(68.8%)과 26명(7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lanted-curved이 9명(28.1%)과 7명(20%), vertical-stragiht 

1명(3.1%)과 2명(5.7%) 순으로 분류되었으며 vertical-curved 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의 경우 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방향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견인군 중 4명(11.4%)에서는 치료 전 slanted-straight에서 치료 후 

slanted-curved 로 절치관의 방향 변화가 관찰되었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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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hape of incisive canal before and after treatment  

 

 

IC Shape   

Control (N=32))  

N (%)   

Retraction Group (N=35)  

N (%)   

Pre-Tx. Post.-Tx.  Pre-Tx. Post.-Tx. 

Funnel-like  2(6.3)  2(6.3)  9(25.7)  9(25.7)  

Cylindrical  22(68.8)  22(68.8)  19(59.4)  19(59.4)  

Hourglass-like  7(21.9)  7(21.9)  4(11.4)  4(11.4)  

Banana-like  1(3.1)  1(3.1)  3(8.6)  3(8.6)  

Total  32(100)  32(100)  35(100)  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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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rection of incisive canal before and after treatment  

 

 

IC Direction 

Control (N=32)   

N (%) )  

Retraction Group (N=35)  

N (%)  

Pre-Tx.  Post.-Tx.  Pre-Tx. Post.-Tx.  

 Vertical-straight  1(3.1)  1(3.1)  2(5.7)  2(5.7)  

 Vertical-curved  0(0.0)  0(0.00)  0(0.0)  0(0.0)  

Slanted-straight  22(68.8)  22(68.8)  26(74.2)  22(62.9)  

 Slanted-curved  9(28.1)  9(28.1)  7(20.0)  11(31.4)  

Total  32(100)  32(100)  35(100)  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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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치관의 크기(ICW), 치밀골 두께(CBT) 및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R-IC) 및 치료 전후의 변화 비교 

 

가. 절치관의 크기 및 치밀골의 두께 (표 5) 

 

절치관의 크기(ICW)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치료 전 각각 평균 

4.5±0.78mm와 4.4±0.89mm (L1 level), 4.0±1.07mm와 4.1±0.75mm (L2 

level)이고 치료 후 각각 평균 4.5±0.97mm와 4.1±0.83mm (L1 level), 

4.0±0.97mm와 4.1±0.97mm (L2 level)였다. 절치관의 평균 크기는 대조군의 

경우 L1 level과 L2 level 높이 간 유사하고 또한 치료 전후의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달리(p>0.05), 견인군의 경우는 치료 전의 절치관의 크기(L1 level)에 

비해 치료 후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p<0.05).  

치근과 인접한 절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치밀골의 두께(CBT)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치료 전 각각 평균 1.3±0.14mm와 1.3±0.17mm (L1 

level), 1.3±0.17mm와 1.3±0.16mm (L2 level)로 유사하였다(p>0.05). 

정중시상면상의 치밀골의 두께(CBT-mid)도 치료 전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각각 

평균 1.3±0.15mm와 1.3±0.19mm (L1 level), 1.3±0.20mm와 1.3±0.33mm (L2 

level)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정중시상면상의 치밀골의 두께(CBT-m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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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두 군 모두 치근과 근접한 치밀골의 

두께(CBT)는 치료 후 감소하였으며(p<0.05), 그 감소량은 견인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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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idth of the incisive canal and the cortical bone before and after treatment  

 

  

Control (N=32) Retraction Group (N=35) Comparison  

(Mean±SD) (Mean±SD) (p-value‡) 

Pre-Tx. Post-Tx. p-value† Pre-Tx. Post-Tx. p-value†   

Canal width(mm) 

L1 4.5±0.78  4.5±0.97  0.9708 4.4±0.89  4.1±0.83  0.0210  0.0942 

L2 4.0±1.07  4.0±0.97  0.7253 4.1±0.75  4.1±0.97  0.5817  0.8204 

Cortical bone 

width(mm) 

L1 1.3±0.14  1.1±0.42  0.0354 1.3±0.17  0.6±0.76  <.0001 0.0003 

L2 1.3±0.17  1.1±0.43  0.0253 1.3±0.16  0.6±0.79  <.0001 0.0002 

Cortical bone 

width-mid(mm) 

L1 1.3±0.15  1.4±0.15  0.066 1.3±0.19  1.3±0.22  0.605 0.121 

L2 1.3±0.18  1.3±0.15  0.309 1.3±0.23  1.2±0.23 0.062 0.0529 

 

p-value†, Paired t-test between Pre-Tx. and Post-Tx.;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comparing changes between Pre-Tx. and Post-Tx. ( Post.-Pre.) between control and retraction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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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 (표 6) 

 

절치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R-IC)는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치료 전 각각 평균 1.4±0.51mm와 1.5±0.42mm (L1 level), 1.8±0.85mm와 

1.8±0.69mm (L2 level)로 나타났다. 치료 후 대조군과 견인군 모두에서 절치

관과 상악 중절치 치근과의 거리는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견인군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 (p<.0001).  

 

다. 교정 치료 전 후 절치관과 치근의 위치 관계의 변화 및 분류: 

이개(Separation), 근접(Approximation), 접촉(Contact)과 침입(Invasion) 

(표 7) 

 

 치료 전 두 군 모두 절치관은 약 1.3mm의 치밀골로 둘려 쌓여 있으며 

치근과 약 1.4-1.5mm (L1 level), 1.8mm (L2 level)의 거리가 있어 절치관과 

치근은 이개 된 상태였다. 하지만 치료 후, 특히 후방견인군의 경우 중절치의 

치근은 절치관과 더욱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보고에서 치근의 

절치관 근접 또는 침입이 치근 흡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토대로 (Chung, Choi, and Kim 2015; Pan and Chen 2018) 치료 전후 치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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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관의 위치 관계의 개별적인 변화 양상을 이개, 근접, 접촉 및 침입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은 치료 후 중철지 치근이 절치관에 근접, (L1 23명, L2 18명), 

이개 (L1 5명, L2 10명), 접촉(L1 3명, L2 4명) 및 칩입 (L1 1명, L2 0명) 의 

순으로 변화가 관찰되었다. 견인군의 경우는 중철지 치근의 근접(L1 및 L2 

level에서 각각 16명 및 13명), 접촉(L1 17명, L2 17명), 칩입 (L1 2명, L2 

3명) 및 이개 (L1 0명, L2 2명) 의 순으로 변화가 관찰되었다. L1이나 L2 

level 둘 중 한 번이라도 치근의 절치관 접촉이나 침입이 나타난 경우는 

대조군에서 5명(15.6%) 견인군에서 23명(65.7%)으로 대조군보다 견인군에서 

높은 접촉이나 침입 비율을 보였다(p<0.05).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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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distances between the roots of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and the incisive canal 

before and after treatment 

 

  

Control (N=32) Retraction Group (N=35) Comparison  

(Mean±SD) (Mean±SD) (p-value‡) 

Pre-Tx. Post-Tx. p-value† Pre-Tx. Post-Tx. p-value†   

Root-IC 

distance(L1,mm)  
1.4±0.51  0.8±0.71  <.0001 1.5±0.42  0.0±0.85  <.0001 <.0001 

Root-IC 

distance(L2,mm)  
1.8±0.85  1.4±1.09  0.0107 1.8±0.69  0.0±0.77  <.0001 <.0001 

 

p-value†, Paired t-test between Pre-Tx. and Post-Tx.;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comparing changes between Pre-Tx. and Post-Tx.( Post.-Pre.) between control and retraction 

group ;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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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paration, approximation, contact and invasion of the incisive canal after treatment  

 

  

Control (N=32) Retraction Group (N=35) Comparison 

(p-value‡) 

 

N(%) N(%) 

Post-Tx. Post-Tx. 

L1 level 

   
0.0011 

Separation 5(25.6) 0(0.0) 
 

Approximation 23(71.9) 16(45.7) 
 

Contact 3(9.4) 17(48.6) 
 

Invasion 1(3.1) 2(5.7) 
 

Total 32(100) 35(100) 
 

L2 level 

   
0.0014 

Separation 10(31.3) 2(5.7) 
 

Approximation 18(56.3) 13(37.1) 
 

Contact 4(12.50) 17(48.6) 
 

Invasion 0(0.00) 3(8.6) 
 

Total 32(100) 35(100)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between control group and retrac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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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료 전 후 상악 중절치 치아 길이 및 치근흡수량 비교 (표8, 표9-1, 

표9-2) 

 

치료에 따른 상악 중절치의 치근흡수량은 대조군과 견인군에서 각각 

평균 1.1±0.75mm와 2.3±1.40mm 로 대조군에 비해 견인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치료 후 절치관과 중절치 치근의 위치관계에 따라 이개, 

근접, 접촉 그리고 침입한 그룹으로 분류 시 치근흡수량은 L1에서 

1.4±0.99mm, 1.6±1.17mm, 2.0±1.32mm, 2.9±1.63mm L2에서 1.4±0.76mm, 

1.7±1.33mm, 2.0±1.44mm, 2.2±1.09mm 로 이개, 근접, 접촉, 침입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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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ooth length of maxillary central incisors and amount of root resorption after treatment  

 

 

p-value†, Paired t-test between Pre-Tx. and Post-Tx.; p-value‡,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between control group and retraction group of root length decrease; N, right and left maxillary 

central incisors; SD, standard deviation. 

 

 

 

  

Control (N=64) Retraction Group (N=70) Comparison  

(Mean±SD, mm) (Mean±SD, mm) (p-value‡) 

Pre-Tx. Post-Tx. p-value† Pre-Tx. Post-Tx. p-value†   

Tooth length(mm)  22.2±1.62   21.1±1.79  <.0001 23.3±2.02  21.0±2.48  <.0001 
 

Root resorption(mm) 
 

1.1±0.75 
  

2.3±1.40 
 

<.0001 



29 

 

Table 9-1. The amount of root resorption of separation, approximation, contact, and invasion group 

after treatment at L1 level 

 Separation(N=10) 

(Mean±SD) 

Approximation(N=76) 

(Mean±SD) 

Contact(N=44) 

(Mean±SD) 

Invasion(N=4) 

(Mean±SD) 

Comparison 

(p-value‡) 

Root resorption(mm) 1.4±0.99 1.6±1.17 2.0±1.32 2.9±1.63 0.064 

p-value‡, One-way ANOVA test between separation, approximation, contact and invasion group of 

root length decrease; N, right and left maxillary central incisors; SD, standard deviation. 

 

Table 9-2. The amount of root resorption of separation, approximation, contact, and invasion group 

after treatment at L2 level 

 Separation(N=24) 

(Mean±SD) 

Approximation(N=62) 

(Mean±SD) 

Contact(N=42) 

(Mean±SD) 

Invasion(N=6) 

(Mean±SD) 

Comparison 

(p-value‡) 

Root resorption(mm) 1.4±0.76 1.7±1.33 2.0±1.44 2.2±1.09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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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전후의 절치관의 형태 및 상악 전치 치근과 

절치관과의 위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상악 전치의 후방이동량이 큰 

대상자의 경우 상악 중절치의 절치관 접촉 및 침입의 가능성이 높은 점과 

더불어 치아 이동에 따른 절치관의 방향 변화 등과 같은 리모델링 현상을 

일부 확인하였다.   

최근 CBCT 와 같은 3 차원 영상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결과의 분석이 

보편화되고 Temporary anchorage device 등의 사용으로 치아 이동의 범주가 

크게 증가되면서 기존의 2 차원 영상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치주 조직의 

형태학적 변화 (Braun et al. 2014; Choi et al. 2018; Kim, Park, and Kook 

2009; Ma, Fan, and Fang 2010) 및 치아 이동을 제한하는 3 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3; Mostafa et al. 2010) 

절치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악 전치의 후방 견인의 한계로 알려진 상악골의 

구개측 골판보다도 상악중절치 치근과 더 가깝게 위치하고 후방으로의 치근 

이동이 많을 경우 치근의 절치관 침입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치근흡수의 

리스크가 보고되었다.(Chung, Choi, and Kim 2015; Pan and Ch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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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정 치료에 따른 중절치 치근과 절치관의 위치관계를 

이개, 근접, 접촉 및 침입으로 분류하여 그 변화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절치관은 치료 전 약 1.3mm 의 균일한 피질골로 둘러 쌓여 있으며 치근과 

이개 되어 있었으나, 교정 치료에 따라 중절치 치근의 절치관 접촉 또는 

침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 비율은 대조군(15.6%)에 비해 견인군에서 

(65.7%) 약 4 배의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상교합자의 분석 연구에서 

절치관은 중절치 치근 최내측점에서 약 5,6mm 후방에 위치하고 약 60%의 

대상자에서 절치관의 지름이 절치치근간 폭경 보다 크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다량의 후방이동 시행 시에는 치근 1/3 부위의 근심면이 절치관과 접촉할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되었다.(Cho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인량이 적은 대조군에서 조차 치근의 이동에 따라 일부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므로 교정 치료 전 3 차원 분석을 통하여 각 환자의 

치근과 절치관의 safty zone 을 확인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치아 주변 조직에서는 치아 이동에 따른 다양한 리모델링이 

발생하듯이, 절치관 또한 주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Asaum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치아이동에 따른 절치관의 리모델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료 전후 절치관의 형태 및 방향을 분류하고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에 따른 절치관의 형태는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치근과 접촉한 부위의 절치관의 피질골의 두께는 감소하고 절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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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또한 견인군의 일부에서 (11.4%) 에서 slanted-straight에서 slanted-

curved로 변화가 관찰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는 대조군과는 달리 

견인군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치아의 후방견인 방향과 동일하게 절치관이 

커브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발치 등과 같은 주변의 변화에 따라 절치관의 

위치가 달라지는 기존의 보고등과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Asaumi et al. 2010; Mardinger et al. 2008) 치아 이동에 따른 절치관의 

리모델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4명의 제한된 

대상자에서 관찰되었지만,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치아 이동에 새로운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보고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리모델링 양상이 확인 

된 대상자에서도 치근의 절치관 접촉 및 침입과 더불어 치근 흡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치관의 리모델링의 범위나 그 정도는 임상적인 

치아이동량 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정 치료 후 치근이 절치관에 침입하였을 경우 

심한 치근 흡수를 보이거나 (Chung, Choi, and Kim 2015), 다량의 후방 이동 

시 치근이 절치관에 접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는 평균적인 치근 

흡수량이 크다고 보고하였다.(Pan and Chen 2018) 본 연구에서는 

치아이동량이 크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치근의 접촉과 침입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근과 절치관의 거리 변화 양상, 즉 이개, 근접, 

접촉, 침입 여부에 따른 치근흡수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L1과 L2 level 



33 

 

모두에서 이개, 근접, 접촉, 침입으로 갈수록 치근흡수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치근 흡수는 치근첨의 길이의 변화를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준해 전체적인 치아의 길이의 변화로 평가하였으나 기존의 

절치관 침입에 대한 보고를 참고한다면(Chung, Choi, and Kim 2015; Pan and 

Chen 2018) 치근의 절치관 접촉이나 침입 부위는 치근첨보다는 오히려 치근단 

1/3의 근심내측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단면 분석을 이용한 

형태학적 스크리닝을 통해 전체적인 치아 길이 비교를 시행하였기에 절치관의 

접촉이나 침입이 있는 해당 부위의 치근 흡수 정도나 양상의 차이 비교하지 

못했다. 또한 치근흡수량은 치아이동량과 교정치료 기간, 압하 등과 같은 

치료 및 내부 개체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Brezniak and Wasserstein 

1993; Apajalahti and Peltola 2007; Han et al. 2019) 절치관에 의한 

영향만으로 치근 흡수를 단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밀한 3차원적인 영상을 통해 해당 부위의 

치근흡수 정도를 재평가하고 절치관 리모델링이 치근 흡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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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절치관의 해부학적 특징 및 교정 치료에 따른 전치 치근과의 

위치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정 치료에 따른 상악치근과 절치관의 접촉 

또는 침입의 비율은 치아이동량이 크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발치 후 다량의 

상악 중절치 후방견인을 동반한 견인군에서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악전치의 후방견인 시 일부 대상자에서 절치관의 방향의 변화를 동반한 

리모델링 양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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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cisive canal and approximation of incisor roots 

to the canal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Jihee Yu, 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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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ooryung J.Chung, D.D.S., Ph.D.) 

 

 Clinically, maximum retraction and intrusion is often necessary to 

improve occlusion as well as facial esthetic for malocclusions associated 

with lip protrusion. The application of temporary anchorage devices (T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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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roadened the envelope of discrepancies for retraction while recent 

developments in 3D imaging made it possible to evaluated anatomical 

structures and biological changes associated with tooth movements. 

The incisive canal is a structure that is located posteriorly, 

approximate to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s and contact and invasion of 

the incisor root into the incisive canal has been suggested to associate 

with severe root resorption. However, studies on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cisive canal or its remodeling potential following 

tooth movement are limited in the literatur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cisive 

canal and its changes following anterior retraction and to evaluate its 

association with root resorption.     

Pre- and post-treatment CBCT images of control group (11 male, 21 

female, the mean age of 25.9, maxillary incisor tip movement < 2mm) and 

retraction group (9 male, 26 female, the mean age of 26.2, maxillary 

incisor tip movement > 4mm) were evaluated. The 3 dimensional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cisive canal and possible changes following treat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incisor root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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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ylindrical shape and the slanted-straight direction of the 

incisive canal were most commonly observed in both groups.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shape of the incisive canal after 

orthodontic treatment in both the control and the retraction 

groups, but the direction of the incisive canal was changed from 

slanted-straight to slanted-curved in 4 of 35 patients only in 

the retraction group. 

  

2. The width of incisive canal before treatment was approximately 

4.4-4.5mm (L1 level), and 4.0-4.1 mm (L2 level) in the control 

and retraction groups. The width of incisive canal was similar 

following treatment in the control group (p>0.05), while it 

significantly decreased at the L1 level of the retraction group  

(p<0.05). 

 

3. The thickness of the cortical bone surrounding the incisive 

canal was approximately 1.3mm before treatment in bo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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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traction groups. The thickness of the cortical bone 

decreased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in both groups 

(p<0.05). However, the amount of decrease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retraction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p<0.001).  

 

4. The distance between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 root and the 

incisive canal before treatment was approximately 1.4-1.5 mm (L1 

level) and 1.8 mm (L2 level) in both the control and retraction 

groups.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the distance between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 root and the incisive canal 

decreased in both groups (p<0.05). However, the decrease was 

more significant in the retraction group than the control 

(p<.0001). 

 

5. The contact or invasion was confirmed in 5 (15.6%) of 32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23 (65.7%) of the 35 patients 

in the retrac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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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amount of root resorption after treatment was 1.1±0.75mm in 

the control group and 2.3±1.40mm in the retraction group, which 

was significantly larger in the retrac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01). The amount of root resorption indicated 

a tendency to increase as the root and incisive canal 

relationship changed in the order of separation, approximation, 

contact, and invasion. 

 

 

 

 

 

 

 

 

 

Key words: maxillary central incisor, incisive canal, posterior movement, 

root resorption, CBCT, incisive canal remodeling 


